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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연산, 렌더링 및 시각화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

새로운 1GHz UltraSPARC IIIi 프로세서를 장착한 Sun BladeTM 1500 웍스테이션은 64비트급 제품 중

최고의 확장성, 비용 효율성 및 신뢰성을 자랑하는 웍스테이션입니다. 최고 4GB의 DDR-266 ECC RAM과

최고 160GB의 내장 스토리지, SunTM XVR-100 및 Sun XVR- 500 그래픽 액셀러레이터 같은 5개의 고

대역폭 주변 장치를 지원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, 썬은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기술 웍스테이션 시장에 새로운

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

유연성

·1MB 온다이(on-die) L2 캐시를 갖춘

1GHz UltraSPARC IIIi 프로세서

·오류 정정 기능을 갖춘 최고 4GB의 DDR

메모리

·최고 2개의 ATA100 80GB 7200rpm

하드 디스크 드라이브

·1394a(FireWire )

·5개의 PCI 슬롯

·10/100/1000 Base-T Ethernet

·Solaris 8 HW 5/03 운 환경 사전 설치

·StarOffice, Version 6.0 사전 설치

·Sun XVR-500 그래픽 액셀러레이터

(graphic accelerator) 지원

·Sun XVR-100 그래픽 액셀러레이터 지원

·Sun PCI III 코프로세서(Co-processor)

카드 지원

데이터 지속성,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및 재난 복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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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n BladeTM 1500 웍스테이션 스펙

Sun Blade 1500은 제공하는 벤더에 관계없이 기술 웍스테

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통적인 웍스테

이션 요구의 대다수를 지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업그레이드

플랫폼을 제공합니다. 

썬은 전통적인 사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통해

Ultra 5, Ultra 10, Ultra 60 및 Ultra 80 사용자들에게 이상

적인 업그레이드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, 현재 OS,

CPU 및 아키텍처의 마이그레이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기존

HP, IBM 및 SGI 웍스테이션 고객들에게 손쉬운 마이그레이션

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Sun Blade 1500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은 매우 원활하게 이루

어질 수 있습니다. Sun Blade 1500 웍스테이션은 기존 운

체제 및 하드웨어와의 바이너리 호환성을 유지함으로써, 썬

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및 지식 기반에 대한 고객의 투자를

보호할 수 있습니다.

Solaris 8은 기존 웍스테이션 시장에서 확장성, 보안성 및

가용성이 가장 뛰어난 운 체제로서, 동급 최대 규모의 기술

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. Solaris 8을 채용한 Sun Blade

1500은 고속 성능, 거의 중단없는 가동 시간, 미션크리티컬

데스크탑에서 요구되는 보안 및 신뢰성 등을 제공합니다. 

Sun Blade 1500 웍스테이션은 전통적인 웍스테이션 시장

의 64-비트 웍스테이션 중 최고 수준의 성능과 최저 수준의

가격을 자랑합니다. 썬은 64-비트 UNIX 웍스테이션 시장에

서 지원을 포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3년간의 운

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입증됐습니다.(D.H.Brown 자료)

이러한 가격 대비 성능 상의 이점을 통해 고객들은 보다 낮은

총비용 수준을 유지하면서, 제조 오류를 줄이고, 설계 과정

을 제거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
프로세서

1개의 1GHz UltraSPARC IIIi 프로세서
1MB의 온다이 L2 캐시

메모리
최고 4GB, 로우 프로파일(low-profile) DDR PC2100 레지스터드
(registered) ECC DIMM
4개의 DIMM 슬롯
256MB, 512MB 및 1GB의 DIMM 지원

표준 인터페이스
네트워크 10/100/1000-BaseT Ethernet, 

트위스티드 페어(twisted pair) 표준
I/O 3개의 USB 2.0 포트, 4개의 USB 1.1/1.0

포트, 2개의 1394a(Firewire) 포트
시리얼(serial) 2개의 RS-232C/RS-423(DB25-F) 포트
패러럴(parallel) 1개의 D-Sub 25-핀 커넥터, IEEE 1284 

(양방향)
오디오 1개의 라인 인(line-in), 1개의 라인 아웃

(line-out), 1개의 폰 인(phone-in), 
1개의 스피커 아웃(speaker-out)

확장 버스 5개의 표준 길이(full-length) PCI 슬롯:
● 1개는 64-비트/66MHz
● 2개는 64-비트/33MHz
● 2개는 32-비트/33MHz

대용량 스토리지 및 미디어
내장 스토리지 최고 2개의 80GB 7200rpm, IDE 

ATA 100 디스크 드라이브
3개의 탈착형 미디어 베이: 16X DVD-R, 
자동화 테이프 디바이스(옵션)

그래픽 및 이미징

Sun Blade 1500은 XVR-500 및 XVR-100 그래픽 보드를 지원

Sun XVR-500 그래픽
Sun XVR-500 그래픽 액셀러레이터는 탁월한 성능, 품질 및 가치를 제공
합니다. 지오메트리(geometry) 및 텍스처(texture) 매핑 성능, 전용 프레임
버퍼 메모리 지원, 광범위한 해상도 및 멀티 디스플레이 옵션을 갖춘 Sun
XVR-500 그래픽 액셀러레이터는 3-D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이상
적입니다. Sun Blade 1500은 최고 2개의 XVR-500 그래픽 보드를 지원
합니다. 

Sun XVR-100 그래픽
Sun XVR-100 그래픽 액셀러레이터는 썬의 최신 다목적용 2-D 그래픽
액셀러레이터로서, 사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24-비트 2-D 그래픽 솔루션
을 제공합니다. 또한, 32 MB의 SDRAM 메모리와 듀얼 디스플레이 지원,
고해상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. Sun Blade 1500은 최고 3개의 XVR-
100 그래픽 보드를 지원합니다. 

소프트웨어
운 체제 Solaris 8 HW 5/03 이상(사전 설치)
사무 생산성 스위트 StarSuite 7

모니터 옵션
24.1인치 LCD ● 0.27mm의 픽셀 피치(pixel pitch)

● 24-비트 컬러, 256 그레이 스케일 레벨
(gray scale level), 16.7M 컬러

● 최고 1920x1200@60Hz(16:10 
가로세로비(aspect ratio) 모드)

● DVI-D, 13W3, S-비디오 및 C-비디오
입력 커넥터

● 4-포트 USB 허브
21인치 평면 스크린 ● 19.8 인치의 가시 역(viewable area)
AG CRT ● 0.24mm의 애피처 그릴 피치

(aperture grille pitch)
● 1600x1200@75Hz(디폴트) 권장
● 2미터의 캡티브(captive) 13W3 
비디오 입력

● HD15-핀 비디오 입력 커넥터
18인치 Sun TFT 평면 ● 18.1인치의 가시 역(19인치/20인치
LCD CRT에 해당)

● 0.28mm의 픽셀 피치
● 트루(true) 24-비트, 256 그레이 스케일
레벨, 16.7M 컬러

● 1280x1024@60Hz 또는 76Hz(5:4 가로세로비)
● DVI-I 및 HD-15 입력 커넥터

17인치 썬 컬러 ● 16인치 가시 역
● 0.24mm의 도트 피치(dot pitch)
● 최고 1280x1024@75Hz, 76Hz

환경
AC 전원 100-120, 220-240V AC, 47-63Hz, 

0.3K VA
운 시 5℃- 40℃(41℉- 104℉) IEC 60068-2-2

IEC 60068-2-2 Tes Bb
운휴 시 -32℃- 65℃(-25.6℉-149℉)
운 시 소음 5.0bel
운휴 시 소음 4.5bel

규정(아래 규정을 준수합니다.)
안전 UL 60950, EN 60950, CSA-C22.2-

60950, IEC 60950, CB Scheme
(모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)
IEC825-1, 2 및 CFR21 part 1040

RFI/EMU CISPR 22 Class B, FCC Class B
EN61000-3-2, MIC Class B 
EN61000-3-3, MIC Class B 

내성 EN55024
인간 공학 EK ITB-2000
X-레이 DHHS 21 Subchapter J; PTB German 

X-Ray degree
규제 표시 CE, FCC, ICES-003, C-Tick, VCCI, 

GOST-R, BSMI, MIC, UL/cUL, TUV-GS, 
CCC, S-Mark

전원 관리 Energy Star 준수

크기 및 무게
높이 459.9mm(18.1인치)
너비 175mm(6.9인치)
깊이 465.1mm(18.3인치)
출하 중량 14.8kg(33lb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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